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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인센티브 구조 분석에 따르면, 이미 특정 서비스 제공자(독점적 또는 경
쟁적)가 존재하는 환경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인센티브가 일반적으로 크
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종래의 서비스를 대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
망된다. 이와 달리, 기존에 동일, 유사한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 하에서
는, 기존의 기술상 또는 법적 규제 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 교환 네트워크 형성이 불
가능했던 조건 하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위 차원(meta) 네트워크
를 형성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연구자는 본 연구의
인센티브 구조 분석을 일응의 참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블록체인, 분산원장, 분산원장기술(DLT),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Ⅰ. 들어가며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암호화
폐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물류, 국제무역, 헬스케어, 공공 기록 관리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블록체인 기술이 과연 어느 범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다소간 의문이 남는다. 예를 들어 최근 러시아의 한 대학이 졸업 기록을 블록체인
을 통해 저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전해졌다.1) 이 기사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분야가 다양하고, 그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도되
었지만, 과연 그 대학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는
지는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관리상의 어려움만 가중
시키는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아마도 해당 대학은 졸업 정보에 대한 중앙 데이
터베이스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블록체인으로 대체하
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1) 졸업 정
1) 블록인프레스, “러시아 소재 파이낸셜 대학교, 블록체인 위에 졸업 기록 남겨”,
https://www.blockinpress.com/archives/6388, 2018. 6.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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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모든 노드(가령, 졸업생들)에게 분산해서 저장할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고
여전히 대학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명칭만 블록체인이라 칭하였을
뿐 데이터는 전혀 분산되지 않은 것이므로 대학이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 만약 졸업생들에게 정보가 분산되어 저장된다면, 모든 노드
에 저장되는 졸업 정보를 암호화할 것인가? (만약 암호화 하지 않는다면 졸업 정보
가 공중에 공개된다) (3) 만약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면, 졸업생들이 동의하는 경우
에만 졸업 정보를 복호화하여 제3자에게 공개할 것인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졸
업 정보를 요청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4) 만약 졸업생의 비밀키
(private key)를 이용해서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면,2) 만약 졸업생이 비밀키를 분실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만약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자의 신원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5) 졸업생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가족들에게는 데이터를 공개할 것
인가? (요청자가 유가족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상에 열거한 문제들에 나
아가서 더 처리하기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계속해서 열거할 수 있을 것
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기존의 중앙 집중적인 학사관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큰 문
제 없이 처리되던 것들이다. 그런데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졸업 정보 데이터베이
스라고 하더라도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대학은 기존의 학사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 비용을 지출하여 블록체인을 이
용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비슷
한 사례로, 미국 MIT 대학에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졸업장을 발행하기 위
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3) MIT 대학의 발표 내용에 비추어
보면, 디지털 졸업장이 기존의 종이 졸업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생이 희
망하는 경우 디지털 졸업장을 발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역시 기존 시스템에 중복하여 새로운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이처럼 추가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새로운 이익이 있는가? 러시아의 대학 기사나 MIT 대학 발표 내용은 졸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통상 비밀키-공개키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원을 확인한다.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2009, p. 2.
3) MIT News, “Digital Diploma debuts at MIT”, http://news.mit.edu/2017/mit-debuts-securedigital-diploma-using-bitcoin-blockchain-technology-1017, 2017. 10. 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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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의 진위 판별 비용(verification cost)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4)
즉, 위 시스템을 이용하면 졸업생이 다른 대학이나 기업체에 디지털 졸업장을 전
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수령한 대학이나 기업체는 간단히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졸업장 진위 판명 시
스템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
닌가라는 점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예로 한국 대법원은 전자 부동산 등기부를 도
입하여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위조 여부도 비교적 손쉽게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마찬가지로 디
지털 졸업장 역시 굳이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종전 기술을 통해서 구현하
지 못할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중복된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동일한 정보를 기록한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
재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다른 선행
기술에 비하여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측면에 있어 더 나은 방식인 것은 당
연히 아닌 것이다.
다만, 논의를 개별 대학의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수의 대학이 공동으로 참
여하는 표준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표준화된 규약에 따라 졸업 정보
를 교환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여러 대학 출신인 지원자로부터
졸업장을 제출 받은 대학이나 기업들이 매우 낮은 비용으로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블록체인은 기존 대학들이 각자 관리하는 다수의 데이터
베이스들의 상위에 존재하는 별개의 ‘상위 차원(meta) 데이터베이스’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상위 차원 데이터베이스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단순히 하나의 대
학이 디지털로 졸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졸업장을 제출 받은 단체나 기업들은 누구라도 해당 블록체인을 통해서 졸업 정보
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여러 대학들은 추가 비용
을 지출하여 별도로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생겨
나게 된다. 전자 졸업장 사업을 추진하는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미래상(像)을 추구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5)
4) 진위 판별 비용의 감소는 블록체인 기술의 일반적인 장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Christian Catalini
and Joshua S. Gans, “Some Simple Economics of the Blockchain”, 2017, Rotman School of
Management Working Paper No. 2874598; MIT Sloan Research Paper No. 519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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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졸업 정보 데이터베이스 사례는 블록체인이 기존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하는 용도로는 효과적이지 않지만, 기존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상위 차원에서
표준화된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이와 유사한 이익 상황은 다른 경우에도 발견할 수 있다. 금융권의 블록체인
도입에 관한 논의에 있어, 은행들은 자신의 고객과의 거래 내용을 저장하는 데 있
어서는 블록체인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지만, 은행 간에 청산, 결
제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과도 유사하다.6) 이 역시 상위
차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 교환이 이익이 되는 구조로 파악될 수 있다.
이상의 잠정적인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 인식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째, 블록체인 기술도 일정한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래 기술 대비 비교
우위가 그 자체로 자명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종래 기술과의 우열을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정보 저장⋅교환 방식과 대비하여 볼 때 블록체인이 갖
는 비교 우위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교환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정보 교환에
참여하는 주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블록체인에 관한 논의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과 도
입으로 인한 이익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정 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
하여 어떠한 제도 개혁이 필요한지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7) 이
에 비하여, 블록체인 도입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블록체인 기술
을 종래 기술에 대비하여 장단점을 비교하려는 시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의 정보 저장⋅교환 방식과 비교함으로써 블
록체인 기술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탐구한다. 그 결과, 무비판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블록체인”류 기술들의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로서의 핵심적
특성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실 적용에 있어 문제점들을 도출하
5) Coindesk, “Startup That Puts Diplomas On the Blockchain Raises $3 Million”, https://www.coindesk.
com/startup-puts-academic-diplomas-blockchain-raises-3-million/, 2018. 5. 7.자.
6) 백종찬 외, ｢금융기관을 위한 블록체인의 이해｣, ㈜피넥터, 2016.
7) 예를 들면, 정승화,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금융산업을 중심으로-”,
2016, 금융법연구 13(2), pp. 107-13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2018, STEPI Insight 제222호; 오서영, 이창훈,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응용
기술”, 2017,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2.1, pp. 51-6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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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제2장). 해당 분석에 있어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근본
적으로 서로 다른 응용 사례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한다. 다음 장에
서는, 기존의 정보 저장⋅교환 방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상황에서 블록체인을 도입
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본다(제3장). 이 때 기존의 정보 저장 방식
을 (1) 단일한 독점 서비스 제공자만이 존재하는 경우, (2) 복수의 경쟁적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는 경우, (3)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
여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블록체인 도입이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
는 경우에 비하여 어떠한 조건 하에서 더 유리한지 명확해 질 것이다. 마지막 장에
서는 본 연구의 의의 및 추가 연구 분야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한다(제4장).

Ⅱ.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및 현실 적용 시의 한계점
1. 개관8)

블록체인은 정보를 체계화하여 저장하는 분산(distributed) 데이터베이스의 일종
이다.9)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정보가 분산되어 저장된다는 것인데, 다소
간 혼동의 소지가 있어 이 점을 우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10) “분산”의 국어적
의미는 갈라서 흩어진다는 뜻이므로, 마치 용량이 큰 데이터가 쪼개어져서 각 노
드마다 일부가 저장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맥락에
8) 본 연구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설명은 생략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한 특징 임에도 불구
하고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간과되었거나 그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측면을 중심으로 설
명한다.
9) Jean Bacon, Johan David Michels, Christopher Millard & Jatinder Singh, Blockchain
Demystified: A Technical and Legal Introduction to Distributed and Centralised Ledgers, 25
RICH. J.L. & TECH., no. 1, 2018. p. 5 (“In our view, a blockchain is a type of database: a
structured collection of information.”)
10) 최근 들어 ‘블록체인 기술’ 대신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이라는 표현
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해당 기술이 블록의 해시 값을 이용한 링크드 리스트(linked
list) 자료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용어인데, 최근 분산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위하
여 directed acyclic graph (DAG)등 다른 자료구조를 활용한 기술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블록체
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분산원장 기술’이라는 용어가
해당 기술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한 용어이지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언급된 ‘블록체인 기술’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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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되는 분산의 개념은 국어적 의미와 달리, 모든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중
복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블록체인의 경우 정확성의 기준이 되는
주인(master) 노드와 주인을 따르는 종(slave) 노드라는 개념 구분이 없으므로, 원본
과 복사본의 구분도 없이 모든 노드에 데이터가 중복 저장된다. 예를 들어 비트코
인 블록체인은 2018. 9. 현재 약 180GB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고,11) 그 데이터가 총
약 10,000개에 가까운 노드에 분산되어(즉, 중복되어) 저장되어 있다.12)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약 1,800 TB (180GB x 10,000)의 저장공간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저
장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저장 용량은 비트코인 거래가 계속 이
루어 질 때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다음으로, 블록체인에 관한 기술 설명에 있어 그 중요성이 흔히 간과되는 부분
은, 대부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어 연결된 노드 간에 정보 교환은 브로드캐
스팅(broadcasting)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13) 이는 블록체인 뿐
만이 아니라 다른 P2P 네트워크에서도 흔히 적용되는 방식으로서, 새로운 거래 정
보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노드에 (마치 방송과 마찬가지
로) 전달하는 방식이다.14)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비유를 들자면, 이러
한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단체 대화방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참여자 중 한
명이 대화를 입력하면 대화방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그 대화내용이 전달되는 것
이다.15) 단체 대화방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단체 대화방과 초대를 받은 사
람만 참여할 수 있는 일반 단체 대화방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도 누
가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우선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퍼블릭
(public)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퍼블릭 블록체인이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개형(open) 블록체인이라고도 하고, 참여에 관리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무허가형(permission-less)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이에 비하여

11)
12)
13)
14)

https://www.blockchain.com/charts/blocks-size
2018. 9. 확인 결과 약 9600여개의 풀 노드(full node)가 존재한다. (https://bitnodes.earn.com/)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주 2), p. 3,
다른 기술적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노드가 다른 노드를 랜덤하게 선정하여 그 노드와 사
이에 데이터를 상호 동기화하는 것이다. 이는 랜덤한 데이터 교환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언젠가
는 모든 노드가 같은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15)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채팅 앱은 중앙 서버를 전제로 하고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채팅 앱은 P2P 방식의 앱을 상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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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은 자만이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프라이빗(private) 블록
체인이라고 한다. 허가를 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는 뜻에서 허가형(permissioned) 블
록체인이라고도 부른다.16)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형태로 처음 생겨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퍼
블릭 블록체인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속적으로 개발되었다.17)
양자는 기술적 특성이나 그 적용 가능성의 범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나누어 설명한다.
2. 퍼블릭 블록체인의 핵심 특성과 한계

(1) 저장된 데이터의 공개성과 투명성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으므로, 악의를 가진 참여자가 블록
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가장 먼
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위험은 해커가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위조 또는 변조하
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화하여 보자면 같은 정보가 수 백, 수 천개의 노드에 중복
되어 저장되므로, 해커가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함부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은
극히 어렵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히 여러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것에 그치
지 않고, 암호학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해킹하여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18)
그런데 이미 저장된 정보를 해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커는 새로
운 정보를 위조한 다음 이를 브로드캐스팅하여 이를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
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이는 마치 해커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간 다음 허위 정
보를 게시하여 다른 대화자를 기만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
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든 노드가 최초 네트워크 성립 시부터 존재한 모든 거래
16) Thibault Schrepel, “Is Blockchain the Death of Antitrust Law? The Blockchain Antitrust
Paradox”, 2018, pp.11-13.
17)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대표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주 2), p. 6.
18) 블록체인의 경우 각 블록이 앞선 블록의 해쉬 값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므로, 이미
저장된 특정 블록의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후속 블록의 해쉬 값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는 극도로 많은 연산을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다.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주 2),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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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즉, 모든 참여자는 최초의 거래
내역부터 현재까지의 거래 내역을 모두 볼 수 있으므로, 각 노드는 누가 어떠한 권
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예컨대 비트코인의 경우 잔고 액수)를 완전히 알 수 있
다. 그리고 각 노드는 새로운 거래 정보를 수령할 때마다 이를 곧바로 자신의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수령한 정보가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들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다음에서야 저장한다. 따
라서 만약 어떤 노드가 자신의 권리 범위를 넘은 거래 정보(예컨대, 자신의 잔고
액수를 초과하여 이체하는 거래)를 브로드캐스팅 한다면, 나머지 노드는 그 거래
정보를 무시하고,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적어도 대
다수의 정상적 노드(honest node)가 이러한 규칙에 따라 동작하고 있는 한, 퍼블릭
블록체인에 잘못된 데이터가 저장될 가능성이 없게 된다.19)
이처럼 모든 노드가 모든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하고,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때
마다 그 정보가 앞서 저장된 데이터들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미 저
장된 정보가 변조되거나, 위조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는 것을 효과적으
로 막을 수 있다. 여기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핵심적 특성이 도출된다. 퍼블릭 블록
체인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는 모든 블록체인 참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20) 이러한 특징을 공개성(public visibility) 또는 투명성(transparency)
라고도 부르며, 이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기본이 되는 원리이다.21)
그러나 이러한 공개성 요건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활용에 현실적으로 큰 걸림돌
이 된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은 자신의 거래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혹은 반대로 거래 정보가 경쟁사들 사이에 교환될 경우 공정거래
법에 따른 담합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상거래 정보를 퍼블릭 블록체인
을 통해 저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
의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므로, 퍼블릭 블록체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
19) 반대로 대다수의 노드가 악의를 가지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없다. 이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당연한 전제조건이다. 가령 100% 악의를 가진 해커들만
참여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다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20) 다만,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경우 실명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 내역이 공개된다고 하
여 그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주 2), p. 6.
21) Cong, Lin William and He, Zhiguo, “Blockchain Disruption and Smart Contracts”, 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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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기업의 상거래정보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는 전통적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 또는 최소한 프라이빗한 블록체인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2) 모든 노드에 대한 동등한 권한의 부여
퍼블릭 블록체인의 또다른 중요한 특성은 모든 노드에게 동등한 권한이 부여된
다는 것이다. 만약 각 노드별로 읽기, 쓰기 권한을 달리 하기 위해서는 각 노드에
부여되는 권한을 결정하는 관리자(authority)가 필요하게 된다. 그 관리자는 단일한
주체일 수도 있고, 일정 정족수 이상의 지분을 갖는 노드의 연합일 수도 있다. 어떠
한 경우이든 노드들에게 권한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존부 및 범
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투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22) 이러한 관리자의 지정이나 투표 시스템은
불특정 다수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구현되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디지털 졸업장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 존
재하는 정보는 작성 권한을 갖는 자와 열람 권한을 갖는 자가 구별되는 경우가 많
다. 또 다른 예로는 진료기록을 들 수 있다. 진료기록은 의사가 작성하고, 환자나
그의 동의를 얻는 자가 열람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각 노드 별 권한의 차
이가 있는 경우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3) 확장성(scalability)에 대한 제약
퍼블릭 블록체인에 관해 잘 알려진 기술적 취약점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비하
여 단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거래의 수가 적고, 거래의 처리 속도가 느리다
는 점이다.23) 현재의 이러한 특성은 이른바 이중 지출(double spending)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24) 주지하는 바와 같이
22) Xiwei Xu et al., “A Taxonomy of Blockchain-Based Systems for Architecture Design”, 2017,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Architecture (ICSA), Gothenburg, pp. 243-252.
23) 위의 글.
24) 이중지출 문제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누구라도 브로
드캐스팅을 하여 거래 내역을 추가할 수 있는데, 만약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면 전체 노드에 거
래 내역이 도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예컨대 수 초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해커가 이러한 점을 악
용한다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이중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게 된다(다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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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이중 지출 문제를 작업증명(Proof-of-Work) 개념을 도입하여
해결하였는데,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저장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산을 수
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특정 정보의 저장 여부를 확정하는
시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구조이다.25)
이중 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 증명 이외에도 지분증명(Proof-of-Stake),
비잔틴 장애 허용 프로토콜(Byzantine fault tolerance)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한 블록
체인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퍼블릭
블록체인은 대규모 거래 처리에 사용되기에는 확장성(scalability)가 부족한 실정이
다.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한 VISA의 결제 서비스의 경우 초당 평
균 약 1,700 건을 처리할 수 있음에 비하여, 현재의 주류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은
초당 3 내지 20건 정도를 처리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27)
3.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한 퍼블릭 블록체인의 한계점 극복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상에서 설명한 퍼블릭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으로 개발된 것으로, 네트워크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동시에/또
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각 노드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각 노드마다 차별적
으로 부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방식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네트워크를 완전한 탈집중화하는 방식을 버리고, 그 대신 부분적인 권한을 가진
관리자(authority)를 도입함으로써, 퍼블릭 블록체인의 현실적 제약들을 해결한
른 노드들은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거래 정보의 발신인이 해당 거래를 체결할 권
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권리가 없는 자가 거래를 위조할 수는 없다. 그래
서 오직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를 이중, 삼중으로 행사하는 상황만이 문제된다). 예컨대 어떤 해커
X가 남미에 소재한 컴퓨터와 한국에 소재한 컴퓨터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X
는 남미에 있는 거래 상대방 A와 거래를 하는 동시에 한국에 있는 거래 상대방 B와도 거래를 할
수 있다(법률가들에게 익숙한 부동산 이중매매 상황과 같다). 그런데 블록체인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중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방법은 선행 거래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후행 거래는 무권리
자의 거래로 보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미에 있는 노드들에
있어서는 A와의 거래 정보가 먼저 도달하게 되고, 한국 소재 노드들에 있어서는 B와의 거래가 먼
저 도달하게 될 수 있다. 그 결과 두 거래 중 어느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하
게 되는 것이다.
25)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주 2), p. 3.
26) Xiwei Xu et al., “A Taxonomy of Blockchain-Based Systems for Architecture Design” (주 22).
27) 위의 글.

164 정보법학 제23권 제1호

다.28)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Linux Foundation의 Hyperledger,29) 국
제적인 금융기관들이 다수 참여하여 설립한 R3社가 개발한 Corda30) 등이 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컨소시엄 블록체인
(consortium blockchain)과 단일 주체 블록체인(single entity blockchain)으로 나뉜
다.31) (1)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여러 기관이나 기업들이 공동으로 블록체인을 운영
하는 것으로, 컨소시엄에 가입한 단체로 참여자가 제한된다.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여러 단체가 상위 차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가령 여러 대학들이 공동으로 졸업 정보의 진
위 여부를 확인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구축할 수 있다. 요즘 금융권에서 고려
중인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
다.32) (2) 단일 주체 블록체인은 하나의 운영 기관이 여러 대의 서버를 두고 그 복
수개의 서버 상에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그 운영 기관의 허락에 따라 제3자가
그 정보에 대해 읽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이다.33) 이는 정보가 다수의 주체에
게 분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나,
기존 기술에 비하여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의 회사 또는 회사 그룹 내의 회계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저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위와 같은 단일 주체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4)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든 단일 주체 블록체인이든,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일정한 권한에 복속되므로, 각 노드들이 규칙에 따라 동작할 것이라는 더 높은 기
대를 가질 수 있고, 그 결과 훨씬 더 나은 처리 속도와 확장성을 갖는다.35) 따라서
28)
29)
30)
31)
32)
33)

34)
35)

더루프, “퍼블릭 블록체인의 한계와 프라이빗 블록체인 ①”, http://www.bloter.net/archives/273344
https://www.hyperledger.org/
https://www.corda.net/
Thibault Schrepel, “Is Blockchain the Death of Antitrust Law? The Blockchain Antitrust
Paradox” (주 16).
백종찬 외, ｢분산원장 산업동향과 통계｣, ㈜ 피넥터, 2017, 18-25면.
단일 주체 블록체인은 fully private blockchai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용례에 있어, 혹자는 단일 주
체 블록체인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칭하고, 이를 컨소시엄 블록체인과 구분하기도 한다.
Gavin Whyte, “Public Blockchains vs Consortium Blockchains vs Private Blockchains”,
https://www.linkedin.com/pulse/public-blockchains-vs-consortium-private-gavin-whyte/, 2017. 5. 14.
자 참조.
백종찬 외, ｢분산원장 산업동향과 통계｣ (주32), 27면.
Xiwei Xu et al., “A Taxonomy of Blockchain-Based Systems for Architecture Design” (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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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블록체인의 성능상 제약 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된다. 예컨대 최근
발표된 DAG 자료구조를 사용한 Hashgraph 기술은 초당 수십만 건을 처리할 수 있
다고 주장한 바 있다.36)
또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세밀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프라이빗 블록체
인은 접근 권한에 대해 유연하게 통제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업간 비밀정보나
개인정보도 블록체인을 통해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37) 이로써 프라이빗 블록체인
은 앞 장에서 설명한 퍼블릭 블록체인의 현실적 제약 사항들, 즉, 데이터의 공개성,
동등한 권한, 제한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한다.
4. 소결

이처럼 퍼블릭 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있는 중앙 관리자가 없는 환경에서도 정보
를 분산하여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①
모든 정보가 모든 노드에 완전히 공개되는 투명성(transparency)이 요구된다는 점
② 중앙 관리자의 결여로 인해 모든 노드에 대한 동등한 권한 부여된다는 점 ③
대규모 처리에 사용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확장성(scalability)을 갖는다는 점 등의
제약이 따른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중앙 관리자(authority)의 존재를 전
제하게 되므로, ‘데이터의 분산성’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가치(fundamental
properties)가 약해진다는 문제가 있다.38) 예컨대 분산 저장의 중요한 장점은 단일
장애 지점(single point of failure)가 없다는 것인데, 부분적 중앙 관리자를 둘 경우
그 관리자가 단일 장애 지점이 되므로 분산 저장의 장점이 훼손되는 셈이다. 따라
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기술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하여 과연 어떠한 측면에서 이익이 되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를 명확히
36) Winnie Nguyen, “Hedera Hashgraph Review – The Blockchain Killer?”, https://www.
bitcoinforbeginners.io/cryptocurrency-reviews/hedera-hashgraph-review/, 2018. 4. 10.자.
37) 백종찬 외, ｢분산원장 산업동향과 통계｣ (주32), 26면.
38) 돈 탭스콧 외, ｢블록체인 혁명｣, 을유문화사, 2017. “비공개 블록체인은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와줄 네트워크 효과를 억제한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특정한 자유를 고의적으로 제한한다면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가치를 혁신하지 않는다면 기술이 정체되는 한
편, 취약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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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의 인센티브
구조를 경제적 관점에서 조망해 본다.

Ⅲ.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의 분석
본 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정보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플랫폼으로 전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정보 저장⋅교환 방식(즉 중앙 집중 서버에
의한 정보 저장 및 교환 방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혹은 어떠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살펴 본다.39)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비교 우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 저장⋅교환 방식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상황
으로 구분한다: ① 단일한 독점 서비스 제공자만이 존재하는 상황, ② 복수의 경쟁
적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는 상황 및 ③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
황. 이하에서는 위 각 상황마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인센티
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줄 것이다.
1. 단일한 독점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는 환경

단일한 독점 서비스 제공자만이 존재하는 상황은, 국가(정부, 법원 등)가 그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공기업 등과 같이 정부가 특
정 사업을 독점하면서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예컨대
단일한 전력거래소만을 두고, 모든 전력 거래는 해당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우선, 만약 사용자가 독점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자를 모니터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블
록체인을 이용한 투표가 대표적 사례이다. 투표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은, 투표 결과가 다수 노드에 분산 저장되어 특정 집단이 이를 조작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선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신뢰할 수 있
다면 굳이 블록체인을 도입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비근한 예로, 재산권 등기 제도
39) 따라서 현실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 예컨대 암호
화폐 플랫폼과 그 사회적, 경제적 함의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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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블록체인 도입하는 방안도 국가에 대한 불신에서 주로 기인한 것이다.40)
이와 반대로, 만약 사용자가 독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정보가 분산되어 저장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자가 추가로 얻게 되
는 이익은 상정하기 어렵다.41) 통상적으로 정보가 집중화되어 있는 것이 정보 처
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더 비용효율적이기 때문이다.42) 오히려 블록체인
을 도입하여 여러 노드에 데이터가 분산(중복) 저장됨으로써 저장 비용 및 데이터
일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많은 경우 독점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나 이용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이러한 비용 증대는 결국 이용자의 부담
으로 귀속될 것이다. 또한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분산할 경우, 반대로 정보
에 대한 유출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단일한 독점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블록체
인 기술의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독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 여부 및 그에
대한 감독 비용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신뢰가 높고 감독
의 필요성이 낮다면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정보를 분산하여 저장할 필요성이 낮아
질 것이고, 반대로 신뢰가 낮고 감독의 필요성이 높다면 블록체인 도입의 필요성
은 높아질 수 있다.43)
다만, 독점 서비스 관리자가 프라이빗 블록체인 중 단일주체 블록체인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기술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일주체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여전히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독점적으로 저장하고 있다는 상황에
40) 돈 탭스콧 외, ｢블록체인 혁명｣ (주38). 돈 탭스콧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의 시민들이 부패한
정부에 집이나 땅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블록체인을 통한 부동산 등기 제도를 옹호하
였다.
41) 다만, 독점 서비스 제공자만이 존재하는 현실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하여 독점 서비스 제공자의 지위가 약화되는 것 자체를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법원이 등기 시스템을 독점하지 않고, 블록체인을 통해 시민에 의해 자율적으로 동
작하는 새로운 등기 시스템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국가 권력 및 행정 체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당부에 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다. 다만, 본 연구의 논지는, 국민들이 현존하는 국가 행정 체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전제 하
에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정보가 분산되어 저장됨으로써 국민
이 추가로 얻게 되는 이익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2) Xiwei Xu et al., “A Taxonomy of Blockchain-Based Systems for Architecture Design” (주 22)은
완전히 중앙화된 구조가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
43) 다만, 블록체인에 관한 논의는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할 것인지의 문제이므로, 정보주체가 요청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어떻게 이를 ‘공개’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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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단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있어 사용하는 소프트웨
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운영체제를
Windows를 쓰느냐 Linux를 쓰느냐,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 Oracle 제품을 쓰
느냐 IBM 제품을 쓰느냐는 문제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물론 단일주체인 프라
이빗 블록체인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여, 기존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보다 더 비용효율적으로 자료를 저장하고 처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면,
블록체인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단일주체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서 마
치 정보를 공중에게 분산하여 정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과 같이 홍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2. 복수의 경쟁적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는 환경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대 소비자(B2C) 서비스는 대부분 다수의 경쟁
적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고, 그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정보 및 거래 정보를 자신
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구조이다. 각종 SNS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
몰 서비스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될 인센티브를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우선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객의 개인 정보를 다른 고객들 혹은 제3
자와 분산하여 저장한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할 수 있고, 만약 고객들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함으로써 달
리 어떤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상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
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44)
이와 반대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이
른바 ‘중간자(intermediary)’ 없는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존의 SNS 서비스나 오픈 마켓 서비스 등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구현 가능하고,
실제로도 여러 프로젝트들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45) 서비스 이용자들, 즉 엔
44) Forbes, “Why Aren’t Companies Like Facebook, Amazon, And Google Doing More With Blockchain
Technology?”, https://www.forbes.com/sites/quora/2017/12/20/why-arent-companies-like-facebookamazon-and-google-doing-more-with-blockchain-technology/#634c8f363d91, 2017. 12. 20.자.
45) 예를 들어,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로는 Steemit이 있고
(https://steemit.com/welcome), 블록체인 기반 E-commerce 서비스로는 ECoinmerc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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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커스터머(end-customer)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여 정보를 분산하여
저장할 경우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익은 크게 보아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첫번째 이익은 종전 서비스 제공자가 수취하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사례로 종종 언급되는 것이 보험 서비스이다.46) 보험회사
는 여러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모아 두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람에게 이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 보험 시
스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블록체인 플랫폼과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면 굳이 보험
회사가 없더라도 보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수
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예로는 최근 부상하고 우버, 에어
비앤비 등 공유 경제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는 아이디어가 있다. 이 서비
스 회사들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
를 이용하여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직접(P2P)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수수
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47)
두번째 이익은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을 중단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
의 정보가 네트워크 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한국의 유명 SNS서비스
가 중단되면서 해당 서버에 저장된 자료가 유지되지 못한 바 있다.48) 이와 달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된 데이터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저장될 것이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 소셜 미디어 플랫
폼인 Steemit의 웹사이트에는 자료들이 영구히 저장된다고 기재되어 있다.49)
이러한 형태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도입을 통하여 얻게 될 이익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그러한 서비스들이 결국 기존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게 되고, 따라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나 전
통적인 기존 서비스나 큰 차별성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며,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를 시장에 새로이 진출한 또 다른 후발 서비스 중 하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선택할 이익이 있을지 여
(https://www.ecoinmerce.io/).
46) IBM, “IBM Blockchain: Revolutionizing the trust that powers insurance”,
https://www.ibm.com/blockchain/industries/insurance
47) 돈 탭스콧 외, ｢블록체인 혁명｣ (주 38)은 에어비앤비의 블록체인 버전으로 ‘bAirbnb’를 소개하고
있다.
48) 경향신문, “오늘 저녁에 싸이월드 방명록⋅일촌평 꼭 백업하세요”, 2015. 9. 30.자.
49) https://steemit.com/faq.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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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그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갖는지 여부에 따라 판
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장점들 만으로는 다수의 일반 이용자가 블록체인 기반 서비
스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첫째, 블록체인 기반 서
비스가 더 낮은 수수료 혹은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일반
사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의 유인이 되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기존 SNS나 전자상거
래 서비스는 광고 수입이나 판매자로부터 얻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 이미 소비자에게는 수수료 부담이 없다. 또한 Linux와 Windows의 경쟁 사례에
서 보듯 비용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것도 아니다. 둘째, 자료가 분산 네트워크에
저장됨으로써 영속성을 얻게 된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용자
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한을 잃고 ‘잊혀질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는 점
에서, 이러한 특징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
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Lock-in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Lock-in 효과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무관하게 이미 다수의 이용자가 그 제품
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서비스로 대체되기 어렵게 되
는 상황을 일컫는다.50)
이처럼 이미 기존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환경 하에
서는, 일반 이용자들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사용할 이익이 일부 존재할 수 있
으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에 비하여 비교 우위를 가지고 주류적
인 서비스로 선택되는 일은 힘든 과제(uphill battle)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51)

50) W. Brian Arthur, “Competing Technologies, Increasing Returns, and Lock-In by Historical
Events.” The Economic Journal, vol. 99, no. 394, 1989, pp. 116–131.
51)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토큰이 널리 통용되는 새로운 커뮤니티 기반 경제
가 창출된다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의 경쟁에 비하여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
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정보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플
랫폼으로 전제하고, 암호 화폐 플랫폼을 그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주 39), 위 주장의
당부에 대해 여기서 직접 논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수의 경쟁적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는 환경
하에서, 일종의 토큰을 통해 사용자를 유인하는 전략은 블록체인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지적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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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

마지막으로, 관련 시장이나 사업 분야에서 정보를 저장⋅교환하는 기존 서비스
가 존재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은 수작업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경우
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간 거래에 있어 흔히 목격된다. 일부 대
기업을 제외한 상당수의 제조업체는 여전히 자재 구매를 위해 이메일이나 팩스로
견적서를 받고 발주서를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사도 발주자의 지시를 회의나
이메일 등 비정형화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해 얻고 있다. 국제 거래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인데, 제품의 수출이나 수입을 위해서는 상당량의 복잡한 서류를 준비
하여 여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디지털 졸업 정보 진위 확인
플랫폼의 경우도, 졸업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 정보를 교환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수의 거래 상대방과 전자화,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축적할
수 있으므로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52)
일차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의 정보를 교환하는 비용, 새로운 거래 상대방을 물색
하는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네트워
크에 축적된 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분석하고, 그로부터 발견된 통찰들
을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
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기술을 통해 축적될 수 있는 다수의 신규 데이
터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참여자에게 쉽게 공유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53)
그런데, 이처럼 표준화된 정보 저장⋅교환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줄이고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 왜 이제까지 기존 행위자들은
기존 기술을 이용하여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았겠는가? 바꾸어 말하면, 인
터넷 기술은 수 십년 동안 활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 간의 정보 교환
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제
약 조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제약 조건을 극

52) Christian Catalini and Joshua S. Gans, “Some Simple Economics of the Blockchain” (주 4).
53) 정경영, 백명훈,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2017, 한국법제연구원, 6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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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위 질문에 대한 답변
을 (1) 기술적 제약과 (2) 법적 규제에 따른 제약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다.
(1)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종래의 기술적 제약의 극복 가능성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기존의 정보 교환 시스템의 비효율
성은 기술적 제약에서 기인한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이 그러한 기술적 제약을 해
소한다고 주장한다.54) 즉, 종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를 취합하는 서버
관리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정보
가 원활히 교환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될 수 없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
면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중앙 관리자가 없거나, 중앙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
면서 정보를 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국제 무역의 사례를 살펴보자. 국제 무역은 수출업자, 수입업자 이외
에도 다수의 운송업체(해상, 항공, 육로 운송 등), 창고업체, 보험회사, 수출입 금융
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복잡한 거래 시스템이다. 이처럼 여러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환경 하에서 단일한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행위자들로
부터 정보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데 블록체인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정보를 집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정보 저장과
교환을 가능하게 해 준다. IBM이 국제적 해운사인 머스크社와 공동으로 수행한 국
제 물류 블록체인 시범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이 이러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55) IBM의 주장에 따르면 수출입 관련 계약
정보나 물품의 운송 상태에 관한 정보는 특정 관리자의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
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암호화되어 분산 저장된다. 수출자(매도인)과 수입자(매
수인)는 자신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누구에게 어느 범위에서 공개할 것인
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즉, 운송업체는 물품 운송에 필요한 정보만, 보험회사
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접근 권한을 갖도록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별도의 중앙 관리자를 두지 않더라도 다수의 이해관
계자들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플랫폼 하에서 손쉽게 다른 데이터 소스를 결합시킴으로
54) 돈 탭스콧 외, ｢블록체인 혁명｣ (주 38).
55) IBM, “Digitizing Global Trade with Maersk and IBM”, https://www.ibm.com/blogs/blockchain/
2018/01/digitizing-global-trade-maersk-ibm/, 2018. 1. 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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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거래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2017년 IBM과 머
스크社의 국제 물류 블록체인 시범 프로젝트는 컨테이너에 IoT 센서를 설치하고,
블록체인을 통하여 화물의 위치와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공유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56) 이처럼 제품의 보관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측
정함으로써 제품 운송 과정 중 운송인의 과실 여부를 곧바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
과 분쟁 발생 비율과 분쟁 처리 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상의 사례는, 이전까지 위와 같은 정보 교환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가
기술적 제약에 기인한 것이었고, 블록체인 기술은 그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력하게 제시한다.
(2)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종래의 법적 규제상 제약의 극복 가능성
기존에 이해관계자들 간에 정보의 교환이 불가능했던 다른 이유로는 이를 제한
하는 법적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개인 정보 보호 규제나 공정거래법
상의 독점 규제는 정보의 집중을 막거나 상당히 어렵게 한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등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제를 받
게 된다.57) 이러한 규제로 하에서 다수 환자의 진료기록을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
화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상품화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기존의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가? 이 질
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개인정보 규제 체계와 블록체
인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보기 위하여, 대학 졸업 정보 블록체인 사례를 살펴 보
자. 대학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이전부터 자동화된 방식으로 졸업장 진위 검
증 기능을 제공할 경우 다른 대학이나 기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과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각종 여러 책임
과 부담을 고려할 때 종래의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법적 규제의 부담으로 인해 정보 교환이 제
약되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중앙
관리자가 없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졸업생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대학, 기관, 기
56) Chi Le, “Maersk – reinventing the shipping industry using IoT and blockchain”
https://rctom.hbs.org/submission/maersk-reinventing-the-shipping-industry-using-iot-and-blockchain,
2017. 11. 15.자.
57) 의료법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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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해서만 졸업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각 대학 또는 그 연합
체의 개인정보 규제 준수의 부담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블록체
인 네트워크 자체가 개인 정보 규제를 준수하도록 설계됨에 따라, 개별 수범자가
추가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의료정보 데
이터베이스에도 유사한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환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다
른 개인(가족 등)이 또는 다른 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설
계할 수 있을 것이다.58)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규제를 기술적
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비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 공동행
위 규제를 기술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
인다. 오히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담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2015년 5월 기사를 통하여 “만약 우리가 블록체
인이라고 부르면, 담합으로 간주되지 않지 않을까?(If we call it a blockchain,
perhaps it won’t be deemed a cartel?)”라는 흥미로운 제목 하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담합 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59) 블록체인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은 블
록체인을 통한 정보 공유가 담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
였다.60)
특히 허가형으로 운영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일종의 사업자 단체와 마찬가지
로 기능하면서 경쟁 제한적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61) 가령 관련 시장의 기
업들이 모두 허가형 블록체인을 통해서만 거래를 수행할 경우, 블록체인 네트워크
를 거래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 수 있다.
이처럼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특정 시장에서 표준적 거래
58) 이러한 아이디어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구현한 사례로 “메디블록”이 있다. https://medibloc.org/ko/
참조..
59) Izabella Kaminska, “Exposing the ‘If we call it a blockchain, perhaps it won’t be deemed a cartel?’
tactic”, https://ftalphaville.ft.com/2015/05/11/2128849/exposing-the-if-we-call-it-a-blockchainperhaps-it-wont-be-deemed-a-cartel-tactic/, 2015. 5. 12.자.
60) Cong and He, “Blockchain Disruption and Smart Contracts” (주 21). “We show that smart
contracts on decentralized consensus help entry which promotes competition, but greater
information distribution may foster collusion which hurts competition.”
61) Thibault Schrepel, “Is Blockchain the Death of Antitrust Law? The Blockchain Antitrust
Paradox” (주 16),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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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자리잡게 될 경우, 기존 사업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진입 장벽으로
활용하거나, 네트워크 참여자와 비참여자 사이에 차별적인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이 창출하는 새로운
정보 교환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는 향후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기술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
교환 네트워크 형성이 불가능했던 조건 하에서도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
는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
호 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공동행위 규제 문제를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 이미 단일한 독점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상황에
서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인센티브는 크지 않고, 다만
정보주체에 의한 독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낮은 경우, 그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다
음으로 이미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 하
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서비스 이용자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
여 이른바 ‘중간자(intermediary)’ 없는 거래 환경을 구축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 제공자들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주류적인 서비스로 선택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비하여 관련 시장이나 사업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기존 서비
스 혹은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은 수작업을 통해서 정보를 교
환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창출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중앙 관리자가 없거나, 중앙 관
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정보를 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다
만 이 경우에도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기존 규제와 저촉될 위험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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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어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는 환경 하에서는, 기존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인센티브가 일반적으로 크지 않고,
또한 사용자들이 주도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기존 서비스
제공자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이에 비하여 기존에 동일, 유사한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 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거래비용을 절
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향후 블
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연구자는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를 일응의
참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
선,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정보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플랫폼으로 전제하고,62)
암호화폐 플랫폼이나 그 사회적, 경제적 함의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
다. 즉, 본 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기술과 비교할
경우 결국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해당하므로, 그 도입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 기존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단순한 데이터
베이스 기술이 아니라, 토큰 이코노미의 형성을 통해 기존의 사회 체계를 근본적
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한다.63) 본 연구의 목적은 그러한 주장의 당
부를 직접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않다. 다만,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블록
체인 기술을 파악하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
는 정보와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그런데 블록체인 2.0 기술부
터 도입된 스마트 계약 기술에 의하면 블록체인은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를

62)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기술과 비교⋅분석한 선행 연구들에 근거한 것이다. Jean Bacon,
Johan David Michels, Christopher Millard & Jatinder Singh, 2018, (주 9), Xiwei Xu et al., 2017
(주22) 참조
63)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이 돈 탭스콧 외, ｢블록체인 혁명｣(주 38)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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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고 이를 통하여 계약 실행의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64) 이러한 점에
서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중앙화된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하는 경우와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도 Database Trigger 등을 통해서 이미 구현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술로 묘사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스마트 계약 기술이 확산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가 처
리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 계약이 종래의 기
업 경영, 투자, 회계 및 공시 제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논문최초투고일: 2018년 12월 11일; 논문심사(수정)일: 2019년 4월 19일; 논문게재확정일: 2019년 4월 22일

64) 블록체인 2.0 및 스마트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은 정경영, 백명훈,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
약 관련 법제 연구｣ (주 52) 30-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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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Blockchain focuses on the benefits that can be gained from
the adoption of the blockchain technologies and further suggests the deregulation of relevant
restrictions applicable thereto, regardless of specific domain for application. However, the
benefits of adopting blockchain technologies may vary depending on the structure of
relevant services or existence of competing ser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careful examination on the benefit of adopting blockchain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incentive structure analyzed by this paper, if there exist certain service
providers (either a monopolist or several competing providers), the incentive for adopting
blockchain technologies is not deemed to be high and thus it would not be easy that a
blockchain-based service would substitute the existing service. Contrarily, if there does not
exist any service provider for any information storage or exchange, the blockchain
technology provides a new opportunity for reducing transaction cost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by establishing a new meta-network, which was not feasible due to the
traditional technical or regulatory restrictions. The researchers considering the application
for blockchain technologies may find this paper useful concerning this incentiv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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